
Life Changing Education

교육
과정
소개서.
회계/재무/경영지원�올인원�패키지�Online

안내.

해당�교육�과정�소개서는�모든�강의�영상이�촬영�되기�전�작성된�소개서�입니다.
모든�영상이�촬영�된�후,�보다�자세한�커리큘럼으로�업데이트�되고�일부�수정�될�
예정입니다.�참고용으로�확인�부탁드리며,�자세한�문의는�다음�번호로�부탁드립니다.
02-518-4813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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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정보 - 강의장�:�온라인�|�데스크탑,�노트북,�모바일�등
- 기간�:�평생�소장
- 상세페이지�:�https://www.fastcampus.co.kr/fin_online_accounting/
- 담당�:�패스트캠퍼스�온라인팀
- 강의시간�:�약�1260분(=약�21시간),�5월28일�1차�공개�기준�180분�공개
- 문의�:�02-518-4813

강의목표 - 회사에서�경영지원�팀에서�필요한�필수적인�이론과�실무를�학습�할�수�있습니다.
- 스타트업,�영세업자가�겪는�회계/재무/노무/법무�상�어려운�점들을�실제�사례와�연관지어�

설명하고�세금신고.�근로계약,�계약서�작성�등�필요한�실무들�학습할�수�있습니다.

강의요약 - 회계�:�회계�기초,�IFRS�이해�종합소득세,�부가세,�법인세��
- 재무�:�자본금과�예산,�재무상태표,�예산관리,�산업별�매출�특성�및�비용
- 노무�:�근로기준법,�근로계약서,�수습기간,�주�52시간�시행�임금관리
- 법무�:�계약서�작성,�계약서�해석방법,�특허�출원과�지적�재산권
- 위의�4파트를�실제�사례를�통해�학습�할�수�있습니다.

강의특징 나만의
속도로

낮이나�새벽이나�
내가�원하는�시간대에�나의�스케쥴대로�수강

원하는�곳
어디서나

시간을�쪼개�먼�거리를�오가며�
오프라인�강의장을�찾을�필요�없이�어디서든�수강

무제한
복습

무엇이든�반복적으로�학습해야�
내것이�되기에�이해가�안가는�구간�몇번이고�재생

https://www.fastcampus.co.kr/fin_online_accounting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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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심찬 과목 - 특허
- 지적�재산권

약력 - 아이피스트�특허�법률�사무소�공동대표
- 양우�특별�사무소�특허�1부�부서장
- 한양�특허�법인�특허�1부�변리사

임현진 과목 - 인사/노무�관리

약력 - 노무법인�예화�대표
- 대구�창조경제�혁신센터�인사노무�분야�전문�멘토
- 한국능률협회�컨설팅
- 엑스퍼트�그룹�소속�노무사

오승준 과목 - 계약서�작성

약력 - 서울�중앙지방법원�민사�조정�위원
- 보건�복지부�규제�법무�심사위원
- 이화여자대학교�로스쿨�외래교수

박성진 과목 - 회계�/�세무�/�재무

약력 - 택스스퀘어�공동�대표
- KPMG�삼정�회계법인
- IBK�기업은행�VVIP�컨설팅팀�세금�컨설턴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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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01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-01 지식재산권 종류 및 개념

Chapter01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-02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

Chapter01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-03 빠른 출원의 필요성

Chapter01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-04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

Chapter02 지식재산권 체크포인트 -01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 1

Chapter02 지식재산권 체크포인트 -02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 2

Chapter02 지식재산권 체크포인트 -03 선행 권리 검색

Chapter02 지식재산권 체크포인트 -04 기본적인 지식 재산권 등록 가능성 검토

Chapter03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_특허 확보 필수 체크포인트 -01 진보성 판단의 원칙

Chapter03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_특허 확보 필수 체크포인트 -02 발명의 공개 1

Chapter03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_특허 확보 필수 체크포인트 -03 발명의 공개 2

Chapter03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_특허 확보 필수 체크포인트 -04 기타 검토 사항

Chapter04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-01 해외 출원의 필요성

Chapter04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-02 해외 출원의 종류와 선택

Chapter04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-03 해외 출원 예산 짜기

Chapter04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-04 기타 유의 사항

Chapter05 지식 재산권의 활용 -01 특허권 침해 판단

Chapter05 지식 재산권의 활용 -02 특허권 활용 형태 1

Chapter05 지식 재산권의 활용 -03 특허권 활용 형태 2

Chapter05 지식 재산권의 활용 -04 특허권의 행사

Chapter06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법 -01 특허맵과 분석의 필요성

Chapter06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법 -02 특허 리스트 확보 방법

Chapter06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법 -03 특허 분석 지원 사업의 종류 및 활용 방안

Chapter06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법 -04 필수적인 지식 재산권 체크 포인트

CURRICULUM

01.�
특허�&�
지적재산권

#심찬�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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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- 01 오리엔테이션 및 노동법 체계의 이해

Chapter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- 0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

Chapter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- 03 상시근로자 수 판단

Chapter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-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

Chapter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- 05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제

Chapter02 채용과 근로계약 - 01 고용 형태의 결정

Chapter02 채용과 근로계약 - 02 수습과 시용 활용 시 주의점

Chapter02 채용과 근로계약 - 03 인턴의 근로기준법상 지위

Chapter02 채용과 근로계약 - 04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

Chapter02 채용과 근로계약 - 05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관계

Chapter03 근로시간 및 휴게 관리 - 0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

Chapter03 근로시간 및 휴게 관리 - 02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

Chapter03 근로시간 및 휴게 관리 - 03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시간

Chapter04 주 52시간 시행과 대응 방안 - 01 주 52시간 시행과 대응방안

Chapter04 주 52시간 시행과 대응 방안 - 02 유연근무제 도입 프로세스

Chapter04 주 52시간 시행과 대응 방안 - 03 유연근무제 종류와 도입절차

Chapter05 휴가 및 휴일 관리 - 01 휴가제도 개요

Chapter05 휴가 및 휴일 관리 - 02 연차휴가

Chapter05 휴가 및 휴일 관리 - 03 연차휴가 대체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

Chapter05 휴가 및 휴일 관리 - 04 보상휴가 제도

Chapter05 휴가 및 휴일 관리 - 05 휴일제도 개요

Chapter06 임금 관리 - 01 임금이란

Chapter06 임금 관리 - 02 평균임금의 의의 산정방법

Chapter06 임금 관리 - 03 통상임금의 중요성과 판단기준

Chapter06 임금 관리 - 04 통상임금 산정 방법

CURRICULUM

02.�
인사�/�
노무관리

#임현진��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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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01 계약서 작성 이해하기 - 01 계약의 효력

Chapter02 계약서 작성 이해하기 - 02 사적자치의 원칙

Chapter03 계약서 작성 이해하기 - 03 계약서 해석 방법

Chapter04 계약서 작성 방법 - 01 계약서 제목 및 서두 작성

Chapter05 계약서 작성 방법 - 02 계약서 기재사항

Chapter06 계약서 작성 방법 - 03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기재

Chapter07 계약서 작성 방법 - 04 계약 기간, 계약해지, 손해배상

Chapter08 계약서 작성 방법 - 05 비밀유지조항, 준거법, 관할

CURRICULUM

03.�
계약서�작성

#오승준�강사

안내.

2019.06.25일�2차�공개�될�분량입니다.

chapter�15�까지�준비�될�예정이며
3차�공개�오픈�때�100%�강의가�올라올�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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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RRICULUM

04.�
회계�/�세무�/�재무
세금�신고방법

#박성진�강사

안내.

2019.06.25일�2차�공개�때�50%�공개�예정입니다.

3차�공개�오픈�(7월�23일)�때�강의�영상의�
100%가�공개�됩니다.


